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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문초록( )

최근 국내 은행산업의 시장 포화상태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함과 동시에 세계 수위를,

다투는 조선 건설 자동차 등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의 타 산업 대비 상대적으, ,

로 매우 미비한 국제경쟁력을 가진 국내 상업은행들에게 있어 적극적인 국제화의 추진,

은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명제가 아니다 반면에 상업은행의 국제화가 경영성과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일반기업 대상의 국제화 관련 연구와 달리 쉽게 찾

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상업은행의 국제화와 경영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수행함과 동시에 기존 관련연구에서 논의가 미비했던 전략유형을 조절변수로,

도입하여 특정한 전략유형이 국제화에 따른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년 자산규모 기준 상위 개의 전 세계 상업은행을 분석대상으로2012 200

삼아 년부터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년까지 개년도 재무지1999 2007 9

표의 패널자료를 수집하여 횡단면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주(Pooled-OLS) .

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은행별로 분석기간 중 재무지표의 평균값을 변수로 사용한 횡단면분석을 통,

해 국제화 수준 자체는 상업은행의 수익성 및 도산위험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으며,

수익구조 다변화전략을 동시에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은행의 경영성과가 유의미하

게 우수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패널자료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국제화가 진행.

될수록 도산위험이 통계적으로 낮아지지는 않는 반면 수익성은 유의미하게 향상됨을 실

증 분석하였다. 둘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이러한 수익성 향상 및 도산위험 감소에는 모,

두 수익구조 다변화전략이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달성하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또한 자기자본비율을 높게 유지하는 자본적정성 관리전략은 최소한 국제화와 동. BIS

시에 진행시에는 도산위험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긴 하지만 수익성의 희생을 동반함으

로써 긍정적 경영성과 달성에는 양면적인 영향이 있음이 밝혀졌다 종합적으로 볼 때.

상업은행이 투자금융 외국환업무 등의 업, 무확대를 통해 전통적인 예대마진의 추구를

뛰어넘는 적극적인 수수료수익 극대화 전략을 국제화와 함께 추진하여야 더욱 뛰어난



경영성과 달성이 가능함을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은행산업의 국제화 관련연구에서 최근 국내외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은

행산업의 전략유형을 독립적인 조절변수로 채택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한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은행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종속변수인 경영성과를 수익성 뿐 아.

니라 도산위험을 추가로 고려한 점도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국내 상업.

은행이 국제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경영진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전략적 측면에서 사전

에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함으로써 성공적인 국제화를 도모하고 신규 해외시장 개척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상업은행 국제화 전략유형 경영성과 자기자본비율: , , , , ROE, BIS

학 번 : 2011-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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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1

제 절 연구배경 및 주제1

우리나라의 은행산업은 년 외환위기 후 다방면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정부의 정1998

책방향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소극적 영업에서 벗어나 수익을 내기 위한 주식회사로

서의 상업은행으로 변모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은행 간 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 전략.

을 큰 줄기로 선진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 영업형태를 참고하여 대 은행을 중심으로, 4

지주회사를 설립 수익구조의 다변화를 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상업은, .

행의 국제 경쟁력은 현재까지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년 리먼 브라더스. 2008

사태로 촉발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상업은행들이 수익성 건전성 유동, ,

성 측면에서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은 이러한 국내 은행들의 국제 경쟁력 수준을 상징

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김창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우리나라 조( , 2012). ,

선사가 최근 수년간 세계 위권을 놓치지 않고 철강업 반도체 전자 등 우리나라 제조1 , , ,

업이 국가적 공업진흥 정책을 등에 업고 지난 여 년간 세계화에 성공한 전례를 목도30

할 때 우리나라 금융업의 국제 경쟁력 현실은 더욱 참담하게 다가온다 또한 년, . 2006

기준 국내 상업은행 전체가 개의 해외 네트워크와 여명의 인원으로 연간 약94 1,460 4

억 달러의 순이익을 시현하고 있는 반면 미국 시티은행 한곳이 약 여개의 해외점9,000

포를 거느리고 무려 억달러의 순이익을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웃나라 일본92 ,

의 경우에도 동남아지역 진출 확대로 은행은 초국적화 지수Mitsubishi UFJ 1)가 28.9%

수준인 반면 국내 대 은행은 아직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상 등은 우리나라4 0.6~2.9%

은행의 상대적인 국제화 수준을 더더욱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서병호 이처( , 2011).

럼 우리나라 상업은행들의 국제화 수준이 일천한 주요 원인은 새로운 수익창출 능력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이병윤 은 국내 은행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분석에. (2011)

서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창출능력이 미흡한 원인을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에서 유사사업

구조로 서로 비슷한 사업으로 몰리는 현상에서 찾았다.

1) 초국적화 지수 는 해당 기업의 국제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해외자산총자(TNI:Transnationality Index) , ( /

산 해외수익 총수익 해외인원총인원 의 산술평균을 백분율로 산출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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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협소한 일국의 금융시장 안에서 다수의 대형은행 간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는 꾸,

준히 있어왔다 스위스의 네덜란드의 스페인의. UBS, ABN Amro, Banko Santander

등 유럽 선진국 글로벌 은행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간 첫 번째 동Central Hispano

기로도 자국 시장에서의 성장 한계가 지적된다 더욱이 은행의 국제화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필수 불가결한 생존전략이며 자국기업의 거대화에 따른 실물경제의 세계 동,

조화 확대 및 자국기업 해외활동의 지원 측면 뿐만 아니라 외화자유화의 진전에 따른

해당국 상업은행의 국제업무 고도화와 수익성 제고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자국 기업에 대한 해외 금(Clemons and Kimbrough, 1986).

융서비스 제공으로 시작된 상업은행의 해외시장 진출은 금융규제 회피 및 리스크 분산

에 대한 수요로 인해 더더욱 촉발되었다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소득수준을 구가하며.

일반적으로 금융시장 및 금융 산업도 더욱 성숙한 것으로 평가받는 호주 은행그룹의

세계화 추진사례를 살펴보면 상업은행의 국제화가 가지는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호.

주는 년대 까지 두 차례의 대형 금융위기를 경험하였으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1980 ,

서 자국의 반 독과점 정책으로 인해 자국시장에서의 성장에 한계를 느끼자(anti-trust) ,

영국 미국 등 문화적으로 가까운 국가나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한 환태평양 국가 등 지,

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를 주요 타깃으로 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였고 그 결,

과 월등한 수준의 수익기반 다변화를 달성함과 동시에 함께 맥쿼리, ANZ banking

등 세계적인 금융그룹을 배출하였다 서병호 우리나라 상업group (Wright, 1999; , 2011).

은행들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외환위기 이후 인수 합병으로 시장 집중도가 크게 상승․ 2)

하여 은행 간 추가적인 합병이나 국내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만으로는 곧 성장,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조강래 박종운 이에 국내 상업은행들은( , 2007).․
최근 한국의 우량한 국가신용도를 바탕으로 저리 및 대규모의 외화조달이 가능한 한국

수출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과의 동반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국제화 추진에 사활을 걸

고 있다 이처럼 은행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

은행산업을 대상으로 한 국제화와 경영성과간의 실증분석 연구들은 찾아보기가 매우 힘

든 실정이다 이장로 박지훈 김미옥 양오석 민상기 따라서 이와 같( , 2005; , 2011).․ ․ ․
은 선행연구의 부족과 우리나라 상업은행이 현 시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한 국제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과거 국제화를 추진했던 선진 은행들

2) 자산규모 기준 상위 개 국내 시중은행의 점유율은 년말 에서 년말 로 배 가까이 상3 1997 25.2% 2005 47.9% 2

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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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증분석을 통해 일반적으로 상업은행의 국제화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하

였는지 분석 할 요인이 충분하다 하겠다 아울러 박정수 서정호 함준호 의 주. (2010)․ ․
장처럼 지난날 국내 상업은행들의 성장전략이 매우 유사하여 특정 시장에서 과다한 시

장점유율 경쟁을 유발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자금흐름의 불균형을 초래하,

기도 하였으며 이장로 박지훈 김미옥 의 지적처럼 과거 은행산업에서 경영성, (2005)․ ․
과에 접근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전략유형과 관련된 변수들이 배제되어 있었음을 반추할

때 최근 주된 이슈가 되고 있는 몇 가지 상업은행의 전략유형 선택에 따라 국제화에,

따른 경영성과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은행의 국제화에 대한 선행연구의 경우 대부분 연구대상 표본이 다양한 전략을,

가진 은행들이 혼합되어 있어 국제화에 따른 경영성과 산출 모델을 일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양오석 민상기 또한 상업은행이 취할 수 있는 전략유형 중 최근( , 2011).․
이슈가 되고 있는 대형화전략 수익 다각화 전략 대출확대전략 등을 경영성과와 접목, ,

하여 분석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며 박정수 외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사전에( , 2010),

차단하기 위해 각국 정부에서 은행 건전성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기자본비BIS

율3)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최근 전 세계 상업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의 관리를 위해BIS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바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은행의 자산운용행태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오현탁 최석규 한편 대형화전략의 일환으로서( , 2009).․
국제화를 추진함에 따라 진출국 내의 현지화 전략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localization)

되어 국제화가 미개척 국가 앞 신규진출의 이슈로만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기 진출한, ,

해외거점의 적극적인 현지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동창( ,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감안하여 상업은행의 전략유형을 적극적 현지2006).

화전략 수익구조 다변화전략 자본적정성 관리전략으로 구분하고 경영성과의 산출에, , ,

따른 시간지연을 고려하여 해당은행이 년 전 선택한 전략유형을 조절변수로 감안 상1 ,

업은행의 국제화에 따른 경영성과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관찰하고 관련 예측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의 약자로 자기자본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에서 공제항목을 차감을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 ( )

위험가중자산재무상태표상의 자산항목에 위험가중치를 곱한 합계에 부외항목에서 신용환산율과 위험가중치를(

곱한 합계를 더한 값으로 나눈 비율을 말함 년 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은행의 유동성 규제를 한층) . 1999 6

강화한 신 협약을 발표한 후 년 말부터 국내은행에 신 자기자본비율이 적용되고 있음BIS , 2007 B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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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과거 기업의 국제화와 성과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선형 자형 역 자형, , U , U ,

자형 등 일관되지 못한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다 양오석 민상기 는 이를 지적S . (2011)․
하고 아시아 등 신흥시장을 모두 포함하여 개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하여, 1,520 pooled

를 실증분석방법으로 하여 재검증한 연구에서 은행의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OLS

로 측정된 은행의 경영성과는 역 자형을 보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은행의 성과ROE U .

는 재무성과 영업성과 효율성성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이 가능하며 만으로, , , ROE

은행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경우 단기수익성만을 반영하고 중장기 안정성을 감안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근우 본 연구는 이를 감안하여 상업은행의( , 2000).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종속변수로서 수익성 위주의 와 함께 도산위험의 감소 정도ROE

를 성과지표로 추가로 도입하여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제 절 연구방법 및 구성2

본 연구는 년 기준 자산규모 순위로 전 세계 상위 개 상업은행을 연구대상으2012 200

로 하여 국제화와 경영성과 사이에 어떠한 함수관계가 존재하는지 실증분석 하고자 하

는데 차적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년부터 미국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1 . 1999

세계적인 신용경색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년 까지 해당 은행들의 패널 데이터를 확2007

보하였으며 국제화 수준을 공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연도별 해외자산 및 해외수익 규,

모를 별도로 조사하였다.

제 장의 연구배경에 이은 제 장에서는 본 연구의 논의와 관련된 기존문헌연구를1 2

통해 은행의 국제화 관련 이론들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은행의 개별 전략유

형을 구분하여 경영성과의 측정을 시도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수익성 등 재무적 성과,

뿐 아니라 기업의 도산위험을 측정한 다양한 기존 연구를 탐색하여 본 논문에 접목시

킬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본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

하며 나아가 본 연구가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제시한다, .

제 장에서는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자료수집 및 변수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연구방3

법을 서술하였으며 실증분석을 위한 기초회귀식을 정리 및 제시한다 제 장은 실증,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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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실시하고 연구의 통계적 결과 및 그에 함의된 논의를 전개하며 마지막 제 장, 5

에서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논의된 결과를 통한 시사점 및 본 연구의 한계 나아가,

향후 연구방향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 장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2

제 절 은행의 국제화와 성과에 관한 연구1

본 절에서는 상업은행의 국제화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살펴봄과 동시에 상업은행의 국제화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

으로 전이되기 이전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일반기업의 국제화와 성과 간 관계에 대

한 연구가 어떠한 흐름으로 전개되었는지 탐색하여 볼 것이다.

이미 서론에서 언급했다시피 일반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제화와 성과 간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는 자형 역 자형 자형 및 선형 등 다양하게 이해되어 왔다 년U , U , S . 1969

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이후 년대 중반까지의 연구들Kindleberger , 1990

은 대체로 기업의 국제화와 성과는 정 또는 부의 선형관계로 이해되어 왔다.

및 와 등은 국제화가 진행될수Brewer(1981), Collins(1990) Zaheer Mosakowski(1997)

록 관리비용 및 각종 리스크 비용의 증가로 인해 경영실적 토빈의(ROE, ROI, ROA,

등 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반면Q ) . Vernon(1971), Grant et al.(1988), Morck

등은 국제화를 통해 시장이 확대되어 규모 및 범위의 경제가 창출되and Yeung(1991)

고 나아가 국가 간 차이가 위험의 분배를 촉진하여 경영실적 개선에 기여한다고 분석,

하였다 년대 중반 이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년 이 미(Sullivan, 1994). 1990 , 1997 Qian

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 국제화 초기 단계에서는 경영실적의 악화현상이 나

타난 이후 시너지효과가 발생하여 경영실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형의 관U

계를 보임을 주장한 반면 이와 반대로 와 의 년 기업의 다국, Gomes Ramaswamy 1999

적화와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에 따르면 다국적화의 진입 단계에서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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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다가 다국적화가 더욱 진행되면서 부정적 효과로 전이되

어 결국 다국적화와 기업 성과간의 관계는 역 자형임을 증명하였다 아시아 등 신흥국U .

상업은행들의 국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년대에 접어들어 과거 대립적2000

인 연구결과들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면서 는 지금껏 기업의 국, Contractor et al.(2003)

제화와 성과 간 관계가 자형임이 고려되지 않은 것은 과거의 연구가 차 함수관계를S 3

생각하지 못한 채 선형 및 차 함수 관계의 통계적 유의성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2

라고 주장하는 등 해외시장 진입 초기에는 역의 관계를 보이다가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최적 국제화 수준 이후를 넘어서면서는 더 이상의 국제화 진행은 오,

히려 기업의 성과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자형 관계를 지지하는 이론들이 제시되었다S

(Lu & Beamish, 2004; Thomas & Eden, 2004; Chiang & Yu, 2005).

이렇듯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어온 국제화와 일반기업의 성과간의 관계

를 은행산업으로 특정한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은. Goldberg et al.

년 미국의 은행들이 해외에서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1990

바 있으며 또한 년 수행한 연구를 통해 미국 은행들이 국제화를 진, Miller et al. 1998

행하는 패턴에 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밖에 은 스페인 은행의. Guillen et al.(1999)

남아메리카 진출 사례에 관해 조사하였고 은 호주 은행들의 국제화 진행, Merrett(2002)

에 관하여 은 싱가포르의 대형 상업은행이 해외진출을 추진한 사례에, Tschoegl(2001)

집중하여 논하는 등 대체로 하나 혹은 소수의 국가 내 상업은행들의 국제화 진행 패턴

에 관한 조사나 사례분석에 머물고 있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년간. 1990~2007 1,520

개 전 세계 상업은행을 분석대상으로 진행한 양오석 민상기의 년 연구는 이러한2011․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한 가장 최근의 시도로서 이들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상업은행,

의 경우 국제화와 경영성과 간 자형 모형에 대한 유의도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고S

역 자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최적 국제화 수준의 변곡점은U , 40.85%

로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과거 연구들은 주로 미국이나 호주 싱가포르 등 하나의 국가 혹은 소수 국가,

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분석에 머문 경우가 많으며 국제화과 경영성과간의 관련연구는,

제조업 중심의 연구가 절대다수로서 상업은행에 대한 국제화 관련 연구는 여전히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양오석 외 도 규제개혁 국제무역의( , 2011). Hejazi and Santor(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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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정보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각국 은행의 역할이 국제금융의 틀 안에서 매우 중,

요해지고 있는 최근의 현상에 비추어 은행의 국제화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고,

찰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아 상. ,

업은행의 국제화 수준에 따라 각 은행의 경영성과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

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첫 번째 가설을 상정하고 횡단면 분석을 실시한다.

가설 국제화가 많이 이루어진 상업은행일수록 더욱 높은 수익성을 보인다1- : (+) .⑴

가설 국제화가1- :⑵ 많이 이루어진 상업은행일수록 더욱 낮은(-) 도산위험을 보인다.

제 절 은행의 전략유형 및 성과에 관한 연구2

전반적으로 과거 은행의 경영성과에 대한 연구들은 전략유형과 관련된 변수들이 배제

되어 있으며 상업은행의 경영성과를 다양한 전략변수로 설명하고자 하는 선행연구는 상

대적으로 미비한 수준이다 이장로 박지훈 김미옥 김병주 의 연구에서( , 2005). (1998)․ ․
는 채널믹스전략과 더불어 다운사이징 점포통폐합 등의 점포 재구성 전략을 통해 은행,

의 수익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재연 은 은행의 경영성과가. (2002)

고객에서 비롯된다는 시각으로 접근하여 고객차별화 전략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도모해

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은행의 경영성과를 전략적 측면에서.

설명하려고 시도하기는 하지만 그 설명범위가 매우 좁으며 최근 국내외 상업은행들에,

게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전사적 차원의 경영전략과는 거리가 있는 바 은행산업의 국

제화와 경영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전략유형의 영향을 설명함에 있어 그 설명력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최근 금융 산업에서 논의의 핵심이 되고 있.

는 몇 가지 은행 전략유형을 고찰하고 이를 중심으로 과거 어떠한 선행연구가 진행되

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매우 다양한 은행의 전략유형 중 최근 국내외에서 활발한 논.

의가 진행되고 있고 국내 상업은행이 현 성장정체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으로

국제화를 추진함에 있어 함의가 보다 풍부한 전략유형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국내 상업

은행을 대상으로 한 년 이후 경영행태 분석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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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와 현지화1.

대형화⑴

년부터 년까지 국내 상업은행의 대출자산 성장률은 에 달하고 있다2000 2009 12.6% .

동기간 명목국내총생산 의 평균 성장율이 약 내외임을 감안하면 국내 상업은(GDP) 6.5%

행들이 매우 높은 수준의 자산 확대 전략을 추구하여 왔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림 국내 상업은행의 대출증가율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1> ( : )

또한 우리나라는 년 국제통화기금 과 국제부흥개발은행 과의 협약에1998 (IMF) (IBRD)

의해 본격적인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탄탄한 재무성과를,

가진 은행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인수합병이 진행되게 되었다 박승록 이인실( , 2002).․
이로 인해 년 개에 달했던 국내 상업은행의 수는 년말 개로 대폭 감소하1997 26 2007 13

여 각 은행들의 대형화가 촉발되었으며 이석영 한국 제조업의 적극적인 세계시( , 2012),

장 진출과도 맞물려 자연스럽게 이에 걸맞는 금융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대형 은행

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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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우리나라 상업은행 합병 및 대형화 진행현황 자료 이석영< 1> ( : (2012))

이와 같이 년 이후 더욱 활발하게 진행된 국내 상업은행의 대형화 현상과 관련하2000

여 기존 연구는 대형화전략을 통해 충분한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었는지 금융 중개기, ,

능의 향상이 이루어졌는지 이에 따른 효율성의 악화는 수반되지 않았는지 등 다각도의,

분석이 시도되어 왔다 년 정형권 강종구가 수행한 개 국내 일반 상업은행을. 2008 22․
대상으로 수행한 합병 및 지주회사를 통한 통합이 비용 및 이익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에서 은행의 합병은 비용효율성의 개선은 미비했으나 이익효율성에는 유의

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병윤 은 은행의 대형화가 기업대(+) . (2009)

출자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은행의 대형화는 금융비용 부담능력이 인,

정되는 산업으로 자금이 더 많이 배분되도록 기여하였으나 중소기업의 대출확대에는 부

의 영향을 미쳤음을 실증분석 하였다(-) .

이처럼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됨과 동시에 국외의 상업은행 대형화 효,

과에 대한 실증연구들은 통일되지 못한 결과를 보여준다 첫째로 은행의 대형화와 수익.

성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은 은Hannan(1991), Calem and Carlino(1991)

행의 규모와 시장지배력 간에 정 이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였다(+) . Hughes and

및 등도 미국 상업은행에 한정한 연구에서 은행산업Mester(1998) Berger et al.(1999)

에는 일정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함을 증명하였다 반면 은 미. Boyd and Runkle(1993)

은행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상업 상업

한빛
우리한일 한일

평화 평화
제일 제일 SC
외환 외환
국민 국민

국민
국민

대동 대동
동남 동남
주택 주택
조흥 조흥

조흥
신한

강원 강원
충북 충북
신한 신한

신한
동화 동화
한미 한미

한미 씨티
경기 경기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충청 충청
보람 보람
서울 서울
대구 대구
부산 부산
광주 광주
제주 제주
전북 전북
경남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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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금융지주회사의 규모와 해당 기업의 가치와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

였고 도 합병 이후 은행들에서 수익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존재하지, Chamberlain(1998)

않음을 보였다 다음으로 은행의 대형화가 재무위험 즉 도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있다 는 미국 유럽 일본은행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De Nicolo(2001) , ,

은행의 규모가 커질수록 로 측정한 도산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한 반면z-score ,

은 와 주가수익률의 변동성으로 측정한 도산위험은 은Craig and Santos(1997) z-score

행지주회사가 합병한 경우 더욱 낮아짐을 증명하였다 이와 같이 상반되는 연구결과들.

은 은행이 대형화 전략을 추구하는 주된 이유가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은행의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할 때 긍정적 효과가 발휘될 경우 대형화가 은행의 수익,

성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지배력이 증가한 대형,

은행으로 인해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 질 수도

있다는 서로 상이한 측면을 보여준다 박정수 서정호 함준호 이처럼 은행의( , 2010).․ ․
대형화 추구현상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은행의 대형화를 국제.

화와 연계하여 설명을 시도한 연구는 많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아마도 은행의 대.

형화가 결국 자국시장에서 성장한계에 직면한 은행들이 국제화 추진을 통해 영업활동시

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은행의 대형.

화를 통한 성장의 세부전략으로 미개척 국가 앞 신규시장 진출 즉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지화⑵

년대 중반 이후 국내은행들이 해외진출을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화두로 꺼내 듦2000

과 동시에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국내은행들의 해외진출전략 방향에 동의하고 있다.

즉 국내 주요은행들은 해외진출을 위한 특별 팀을 운영하면서 해외진출에 대한 시장조,

사와 함께 구체적인 전략의 수립에 몰두하는 한편 일부에서는 해외은행의 인수까지도,

구체적으로 검토 및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은행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외진출 전략은 신규 진출의 이슈로만 다루어지고 있고 상품 인력 영업 등의 측면에, , ,

서 기존 해외거점의 현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수립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우

를 범하고 있음이 지적된다 박동창(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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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기업에서 국제화 초기단계에서는 대부분 수출기업의 형태를 띠며 이후 세계,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접근방향 즉,

글로벌화 혹은 현지화 를 고려하게 된다 글로벌화는 세계시(globalization) (localization) .

장을 하나로 간주하고 가급적이면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생산하며 본사주도의 해외시장

관리를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전략방향인 반면 현지화는 현지국가별로 시장요구에,

맞는 제품 및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진출 국가별 권한위임 등을 통하여 현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이광철 이처럼 다국적기업의 국제화를 통해 설( , 1995).

립된 해외 네트워크는 본사와의 내부통합을 이룸과 동시에 현지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

착을 함께 이루어야 하며 이에 따라 적정 수준의 현지화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 사안이다 김병구 김재진 이러한 현지화 수준의 의사결정은( , 2011).․
경영성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 현지화는 투자대상국 우위, (host country

를 선점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관련비용을 통제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advantage)

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현지화는 생산 판매 인력 원자재(Lam and Yeung, 2010). , , , ,

조달 마케팅 등 경영활동의 주요 부분을 대부분 현지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진정한,

현지국 기업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김병구 외 그 핵심은 글로벌 기업( , 2011),

의 해외거점이 현지기업으로서 독자적으로 생존 및 정착하는데 있다(Perlmutter, 1969;

송재용 윤채린 즉 현지 자회사들의 수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기술이, 2006). ,․
전과 함께 자원의 현지조달비중을 확대하고 현지에서 경영자를 채용하며 연구개발 센터

를 현지에 설립하는 등 경영활동 차원에서의 질적인 개선이 있어야 진정한 현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송재용 윤채린 아울러 최(Morris, 1991; Itami, 1994; , 2006).․
근 다국적기업들의 해외 네트워크는 현지 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현지국 정부로

부터 투자 기술이전 각종 규제 등 다양한 방식의 현지국 압력 에 직면, , (local pressure)

하게 되었고 현지 소비자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여야 생존이 가능한 무한경쟁 환경에,

점차 노출되면서 현지화 즉 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 김localization (

병구 김재진 임을 감안할 때 국제화 추진시 세부전략으로 적극적인 현지화를, 2011) ,․
추구할 경우 은행 경영성과의 변동에 초점을 맞춘 실증분석 시도가 상당한 의의가 있

다 또한 과거 현지화 전략변수가 은행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보고자 하는 노력.

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

은행산업의 경우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조업체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바 이광철 정태영 본 논문에서는 상업은행이 적극적 현지화전략을 취(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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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국제화 진행시 경영성과에 한층 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아

래와 같은 가설 및 가설 를 설정한다2 2- , 2- .⑴ ⑵

가설 상업은행의 국제화가 진행될수록 더욱 우수한 경영성과 높은 수익성 및2 : (

낮은 도산위험 를 보이며 이러한 경영성과 수준은 과거 선택한 전략유형에) ,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가설 상업은행이 적극적 현지화전략을 취하면 국제화가 진행될수록2- :⑴

수익성이 더욱 향상 된다(+) .

가설 상업은행이 적극적 현지화전략을 취하면 국제화가 진행될수록2- :⑵

도산위험이 더욱 감소 된다(-) .

수익구조 다변화2.

한편 국내 상업은행의 수익구조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상당한 변화를 찾을 수 있다, .

즉 전체 이익에서 이자이익 비중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대출, ,

자산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 보다는 이자이익의 편중이 더욱 심

해졌기 때문이다 박정수 외 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상업은행들은 전통적인( , 2010). 1997

예대업무에서 탈피하고 수익구조의 다변화를 위해 투자상품 판매 방카슈랑스 도입 외, ,

환 및 파생상품 확대 등 비은행업무의 확대를 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자

이익비중의 증가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미국 상업은행의 경우에도 년대. 1980

후반 대에 머물었던 비이자이익 비중이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의 시행 이후 년20% 1999

대로 상승하는 등 상업은행의 전략유형에서 수익구조 다변화전략은 매우 중요한40%

이슈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한국 호주의 은행산업 비교분석 및 정책적. ․
시사점 서병호 이라는 보고서에서 호주 대 은행그룹은 국내 대 은행그룹에 비( , 2011) , 4 4

해 비이자이익의 비중과 해외수익 비중이 현격히 높음을 지적하면서 국내 대 은행그4

룹도 비은행 자회사의 육성과 해외진출 확대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해 나가야 함을 주

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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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한국과 호주의 대 은행그룹 수익구조 비교 자료 한국은행< 2> 4 ( : )

이처럼 상업은행의 이자이익 및 비이자이익의 비율 등 수익구조와 관련된 기존의 실

증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비은행업무의 확대 즉 비이자이익의 증가에 따른 영향은 지역,

적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비은행업무의 확대가 오히려 수익의.

변동성을 증가시켜 위험대비 수익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반면(De Young

유럽의 경우 비은행업and Roland, 2001; De Young and Rice, 2004; Stiroh, 2004),

무가 확대될수록 수익성이 증가하고 수익의 안정화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Smith

한편 년 기간의 개et al., 2003; Valverde and Fernandez, 2007). 1992~2006 29

국가의 총자산 억달러 이상 개 상업은행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의OECD 50 662 Hahm

년 연구를 살펴보면 은행의 비이자이익 확대가 수익의 변동성을 높이는 효과는2008 ,

유의한 반면 수익성과 자본건전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아 상업은행의

비이자이익의 확대가 반드시 은행이 수익성 제고와 위험분산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을 밝혔다 이처럼 은행의 수익구조전략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비이자이익 비중의 확.

대 즉 수익구조 다변화가 독립변수로써 고려되었을 뿐 조절효과로서의 역할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그 효과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상반된 결과를 제시함에 따라,

상업은행의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수익구조 다변화전략을 수립하였을 때 경영성과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업은행의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수익구조 다변화전략을 취했을 경우 경영

성과에 한층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가정하고 상기 언급한 적극적 현지화(+) ,

전략에 대한 가설 및 에 이어 다음과 같은 가설 및 를 설정한다2- 2- 2- 2- .⑴ ⑵ ⑶ ⑷

4)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금융지주, , , KB

구 분

국내 대4

금융지주사4)

평균

National

Australia

Bank

Westpac

Banking Co.

Commonwe

-alth Bank

ANZ

Banking

Group
이자이익 84.5 73.4 70.4 64.7 69.3
수수료이익 8.2 18.2 14.4 14.0 14.8
보험이익 -1.2 4.9 9.5 6.7 5.4

기 타 8.5 3.6 5.7 14.6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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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상업은행이 수익구조 다변화전략을 취하면 국제화가 진행될수록2- :⑶

수익성이 더욱 향상 된다(+) .

가설 상업은행이 수익구조 다변화전략을 취하면 국제화가 진행될수록2- :⑷

도산위험이 더욱 감소 된다(-) .

자본적정성 관리3.

한국의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차 및 차 금융구조조정은 국내 은행산업을 보다IMF 1 2

경쟁력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금융구조조정은 금.

융산업을 핵심지식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고 국제경쟁력 향상으로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충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금융구조조정은 무엇보다도 각.

은행별 자기자본비율 즉 자기자본적정성을 기준으로 퇴출은행 및 경영개선 은행을BIS

결정하였다 이영수 금융위기 이후에는 무엇보다도 무수익여신에 대한 관리의( , 2008).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해당시기 금융시스템의 개혁은 각 은행마다 적절한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의 준수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지원활동을 통BIS ,

해 건실하지 못한 재무구조의 은행들이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권수영 외( ,

안성윤 황인태 외2008; , 2011; , 2011).

그림 국내 상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2> ( : )

0

5

10

15

20

%

200020012002 2003200420052006 200720082009

연도

BIS자기자본비율

Tier 1 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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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기자본비율은 국내외 상업은행으로 하여금 은행간 상대적인 안정성을 비BIS

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인정되어 왔다 한국의 경우 금융 감독당국은 일반 상업.

은행은 최소 이상을 저축은행의 경우 최소 이상을 정상 은행의 기준으로 제시8% , 5%

한다 오현탁 최석규 강선민 황인태 은행의 고객 입장에( , 2009; ShunJi Jin, 2012).․ ․ ․
서는 금융위기 등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은행의 퇴출과정을 목도하며 상대적인 자산건전

성이 높은 은행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자본건전성이 낮은 은행에서 높은 은행으로 자금,

을 이전하려는 수요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부수되는 각종 영향. BIS

력이 커짐이 따라 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을 높게 유지하려는 충분한 유인을 가질, BIS

것으로 예측된다 김상헌( , 2011).

그러나 기존 실증연구에 의하면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은행이 반드시 높은 경영성BIS

과 즉 높은 수익성과 낮은 도산위험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자기자본비율이 단. BIS

순하게 자기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일반적인 재무비율과는 달리 자기자본을 위험가중

자산5) 즉 재무상태표 상 각각의 자산에 적절한 위험가중치를 감안한 수치로 나눈 값,

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간단하게 산출해 볼 수 있는 값이 아니며 자기자본비율 산, BIS

정에 매우 중요한 위험가중치 및 신용환산율 등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위험

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강선민 황인태 특히 자기자본비율 규제( ShunJi Jin, 2012). BIS․ ․
가 변천을 겪어오는 과정에서 자본규제의 효과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그간의 연구결과들도 일치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현탁 최석규, ( ,․
년대 초기 해외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들은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재무2009). 1980 BIS

성과와 부 의 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Gilbert, 1984; Santomero, 1984).

는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이자비용에 대한 절세효과가 적어질 뿐 아니라 투자자BIS ,

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수용으로 인해 비교적 낮은 기대수익률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

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이어지는 후속 실증연구에서.

는 일관성 있게 은행의 자기자본비율과 수익성으로 평가한 경영성과 사이에는 정BIS (+)

의 관계를 보임을 발견함에 따라 이를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이 제시되었다 이석, (

영 즉 은행의 높은 자기자본비율은 포트폴리오 내재위험과 금융위기에 대, 2012). , BIS

응하는 기대비용을 낮추게 되어 결국 고객들로 하여금 해당은행의 신뢰도 향상을 불러

와 최종적으로 은행의 수익성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Park & Weber, 2006;

5) 위험가중자산 재무상태표 자산 위험가중치 부외항목 신용환산율 위험가중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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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에 대한 괴리는 한국금융연구원이Berger, 1995).

년 발간한 한국 호주의 은행산업 비교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도 간2011 ․
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호주의 대 은행그룹은 우리나라 대 은행그룹에 비해. , 4 4

수익성 건전성 비용효율성 등이 우수하여 경영성과가 더 좋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

반면 자기자본비율은 우리나라 은행그룹 대비 낮은 수준을 보여 자본적정성은 다소, BIS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한국 및 호주 대 은행그룹의 경영실적 비교 자료 금융감독원< 3> 4 ( :Bankscope, )

이처럼 자기자본비율을 무조건 높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은행의 경영성과에BIS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까지 확실치 않으나 자기자본비율을 통한 자본규제, BIS

가 은행의 전략유형 선택 및 경영행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미국의 은행 개 대상 년 패널자료를 이용Shrieves and Dahl(1992) 1,800 1983~1987

하여 자본규제의 강화와 은행의 자산구성 변화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자본,

규제가 강화되면 은행들은 자산 구성을 위험가중치가 낮은 자산으로 변화시키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미국에서 자기자본규제가 적극적으로 적용된 년 이후의 분석결과. BIS 1990

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 미국 상업은행, Jacques and Nigro(1997)

개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연구에서 자본규제의 강화는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2,570

을 높이고 대출 등 위험자산은 감소시키는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국내 은행을 대.

상으로 한 과거연구도 자본규제가 은행의 자산구성 변화 등 경영행태에 영향을 미쳐온

6) 무수익여신 비율로 수치가 낮을수록 우수한 건전성을 나타냄Non-profit Loan( ) , .

지표

(%)

국내 대4

금융지주사

평균

National

Australia

Bank

Westpac

Banking Co.

Commonwe

-alth Bank

ANZ

Banking

Group
수익성 지표

(ROE)
7.5 11.0 16.7 17.0 13.5

건전성 지표
비율(NPL 6))

2.0 1.3 1.0 1.0 1.7

비용효율성

지표
(Cost-income

비율)

48.6 49.2 44.0 42.6 46.3

자본적정성

지표
비율(BIS )

12.7 11.4 11.0 11.5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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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분석되었다 자기자본비율이 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BIS 1995 , 1996

년 년 기간의 국내 상업은행 재무자료를 분석한 이영수 의 분석결과를 살펴~1998 (2000)

보면 건전성 규제강화 추세에 국내은행들은 국채 등의 안전자산 보유량을 늘리는 한편,

고위험 고수익 대출자산 등을 감소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우량은행의 경우 자기자본. BIS․
비율과 대출비중이 양 의 관계를 보인 반면 비우량은행의 경우 자기자본비율 규(+) , BIS

제가 대출비중에 음 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김상환 의 연구도 자기자(-) (2002) BIS

본비율을 통한 자본규제가 은행들의 자산운용 변경 형태를 촉발시켰다는 주장을 지지하

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현정재 외 는. , (2010)

모형과 부트스트랩방법을 이용하여 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은행Censored Tobit 1990

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효과를 효율성 측면에서 실증 분석하여 최근 활발히 논의되

고 있는 은행 대형화와 겸업화 즉 수익다변화 전략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기자본비율만이 은행 효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BIS .

처럼 상업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려는 유인은 인정되는 반BIS

면 이러한 전략유형이 은행의 국제화와 맞물려 해당 은행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실증연구는 아직까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자기자본비율을 높게 유지하여 자본적정성을BIS

관리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 국제화 추진시 한층 더 우수한 경영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 및 를 설정한다2- 2- .⑸ ⑹

가설 상업은행이 자본적정성 관리전략을 취하면 국제화가 진행될수록2- :⑸

수익성이 더욱 향상 된다(+) .

가설 상업은행이 자본적정성 관리전략을 취하면 국제화가 진행될수록2- :⑹

도산위험이 더욱 감소 된다(-) .

제 절 은행의 경영성과 측정과 관련한 이론3

상업은행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적절한 성가평가 척도에 대하여 금융산업 규제개편을

통해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2008

다 규제체계상 필요한 자기자본비율이나 유동성비율 등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B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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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수익률 등 은행경영 성과평가 척도 역시 은행의 경영행태에 많은 영향을(ROE)

끼치고 경영진에 대한 보상 및 배당 등 주요 경영상의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

서 주된 검토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서근우 이와 같이 은행경영을 평가하는( , 2012).

성과척도는 재무성과 영업성과 효율성성과 도산위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측정될, , ,

수 있다 재무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은 회계기반 측정방식으로 총자산영업이익률. ,

투자수익률(ROA)(Venzin et al., 2008; Contractor et al., 2003), (ROI)(Vernon,

자기자본수익률 양오석 외1971), (ROE)( , 2011; Venzin et al., 2008; Han et al.,

등이 사용되었다1998) .

한편 은행 도산위험을 평가척도로 삼은 선행연구도 산견되는데 은행의 도산위험은 총,

자산영업이익률이나 자기자본순이익률의 표준편차를 사용하는 등 회계정보를 활용한 연

구와 주가수익률의 변동성과 체계적 위험 베타 은행발행 채권의( )(Lepetit et al., 2008),

스프레드 등 시장정보를 활용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CDS (Krishanan et al., 2006) .

이들 성과지표는 각각의 특수성과 함께 일정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 분석대상과 연구,

목적에 따라 적절한 측정지표의 취사선택이 필요하다 는. Gomes and Ramasway(1999)

이와 관련 국제화와 경영성과 간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영업성과와 재무성과를 각각,

별도로 고려하였는데 종속변수로서 성과지표에 대한 복합지표를 측정함으로써 일반화,

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양오석 민상기( , 2011).․

또 다른 접근법으로는 수익창출능력과 함께 도산위험을 함께 반영하는 성과지표를 사

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양오석 외 는 은행의 국제화와 성과 간 관계에 대한. (2011)

탐색적 고찰에서 이와 같은 성과지표로서 를 사용하였다 즉 는 이자ROE . , ROE ROA,

율 법인세율 부채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지표로서 수익성을 보여주는 매출액, , ,

순이익률 효율성을 반영하는 자산회전율 레버리지를 보여주는 부채비율의 곱셈으로, ,

산출되기 때문에 수익창출능력과 도산위험을 함께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 ROE

은행과 같이 자금조달 측면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산업의 경우 부채사

용에 따른 재무위험을 반영할 수 있어 타 수익성 관련지표 대비 보완성이 인정된다 하

더라도 가 은행의 적절한 성과척도인가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주, ROE .

로 에 대한 비판은 가 해당 결산기 혹은 해당 분기의 수익만을 감안하고 내ROE ROE

재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 경영진이 단기수익의 극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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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여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수익성악화와 재무안정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

과 함께 가 주식분석가 등 은행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비교적 용이하게 계, ROE

산되고 활용되는 지표인 바 은행경영진의 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상기와 같은 부ROE

정적 효과를 더욱 부추긴 측면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서근우 또한 에 내( , 2012). ROE

재된 재무 레버리지 관련 정보가 기업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이기는 하지만

재무 레버리지를 기업의 실패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

장도 제기된다 홍정훈 이수경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를 감안하여 종속( , 2006).․
변수로서 상업은행의 경영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도산위험을 재무성과와 함께 별도로 고

려하여 가설검증의 일반화 수준을 제고하고자 한다 도산위험을 경영성과 지표로서 측.

정할 때의 구체적인 방법은 로짓모형 생존함수모형 등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업부실,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상업은행 파산요인을 실증 분석한 최근의 연구 오현탁 최석규( ,․
에서 차용하여 사용하였다2009) .

제 장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3

제 절 연구모형 도식 및 모형설계1

상기 제시한 가설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은행의 국제화 수준과 경영성과 간 관계 및

각각의 전략유형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Pooled-O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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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구모형< 3>

분석을 위한 회귀식의 모형설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설 및 의 검증을 위. 1- 1-⑴ ⑵

하여 국가별 고정효과를 고려하여 의 모형 과 를 설정하고 일반Fixed Effect Model 1 2

적으로 국제화 수준이 높은 상업은행일수록 평균적으로 높은 경영성과 즉 높은 수익성,

및 낮은 도산위험을 가지는지 측정한다 아울러 모형 및 모형. 1 , 1 , 1 2 , 2 ,′ ″ ‴ ′ ″

는 각각의 전략유형을 취한 은행의 경우 평균적인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2‴

는지 분석한다.

가설 및 의 검증< Fixed Effect Model : 1- 1- >⑴ ⑵

모형 1 :           

모형 1 :′     ∗     

모형 1 :″     ∗      

모형 1 :‴     ∗     

국제화 수준
평균 경영성과
수익성 도산위험( / )

가설 1

국제화
경영성과

수익성 도산위험( / )

전략유형

가설 2

하위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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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2 :           

모형 2 :′     ∗     

모형 2 :″     ∗      

모형 2 :‴     ∗     

이후 가설 및 하위가설 를 검증하기 위하여2 2- , 2- , 2- , 2- , 2- , 2-⑴ ⑵ ⑶ ⑷ ⑸ ⑹

패널자료를 사용 을 활용한 모형 과 를 통해 국제화가 진행될수, Pooled-OLS Model 1 2

록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과 도산위험이 어떻게 변하는지 실증 분석한다.

모형 는 각각 전략유형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판별하고 모형1 , 1 , 1 , 2 ,′ ″ ‴ ′

는 각각 전략유형이 도산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 것이다2 , 2 .″ ‴

가설 및 가설 의 검증< Pooled-OLS Model : 2 2- ~2- >⑴ ⑹

모형 1 :

              

모형 1 :′

     ∗               

모형 1 :″

     ∗              

모형 1 :‴

     ∗            

모형 2 :

              

모형 2 :′

     ∗             

모형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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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2 :‴

     ∗             

상기 회귀식에서 i는 개별 상업은행을, t는 시간 년 을 나타낸다 즉 예를(1999~2007 ) . ,

들어  는 t시점 i은행의 국제화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는 수익성을 은. ROE , FAIL

도산위험을 통제변수로써 은 총 대출 규모 는 유동성 수준 는 순이익, LOAN , LIQ , NP

률 는 생산성을 각각 표시하고 있다 전략유형을 나타내는 조절변수로서 는, PRO . LOC

적극적 현지화전략 는 수익구조 다변화전략 은 자본적정성 관리전략을 각각, ICV , EQM

나타내는데 해당 전략유형 선택 이후 경영성과에 반영되는 시차를 감안하여 년의, 1

값으로 이루어진 변수를 투입하였다time lag .

제 절 자료수집 및 변수측정2

상기 제 절에서 제시한 각 모형의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1 .

표 각 변수의 부호화와 정의< 4>

상기 설명변수의 정의에서 특히 국제화변수인 는 본 연구에서 총 자산 대비 해외DOI

자산 비중과 총 매출액 대비 해외매출액 비중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설명변수명 정 의

국제화변수 DOI
국제화:{(Overseas Revenue÷Total Revenue)+(Overseas Asset÷Total

Asset)} ÷ 2

기업특유

변수

LOAN 총 대출 규모:Log(Total Loan)
LIQ 유동성:(Total Loan÷Total Deposit)
NP 순이익률:Net Profit
PRO 생산성:(Loan Loss Provision÷Total Loan)

전략유형

변수

LOC
적극적 현지화전략 의 증가율: Overseas Asset

당기 전기 전기( Overseas Asset- Overseas Asset)/( Overseas Asset)

ICV
수익구조 다변화전략:(Net Non-interest Income)÷(Net Non-interest

Income+Net Interest Income)
EQM 자본적정성 관리전략:Capital Adequacy Ratio

경영성과

변수

ROE 수익성:Return on Equity

FAIL
도산위험:{(Total Loan÷Total Asset)+(Total Asset÷Total Equity)}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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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변수로서 해외진출국가 수 총(Caves & Mehra, 1986; Tong & Reuer, 2007),

자산대비 해외자산 비중 총 매출액 대비 해외매출액 비중(Daniels and Bracker, 1989),

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었으나 이와 같(Garbe and Richter, 2009; Venzin et al.,2008) ,

은 단일변수 측정법은 특정 시점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특수상황으로 정상적인 국제

화의 측정이 왜곡될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양(

오석 민상기 상기와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국제화, 2011; Contractor et al., 2002)․
를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한국 개 인도네시아 개 말레이시아. 51 , 87 , 71

개 필리핀 개 태국 개 싱가포르 개 대만 개 및 홍콩 개 등 총 개의, 35 , 38 , 54 , 43 135 514

금융회사의 패널자료를 표본으로 동아시아 금융위기 시기 은행의 파산요인을 분석한오

현탁 의 연구에서 로짓모형의 추정결과 총 자본대비 총 자산비율이 높을수록 생(2010) ,

존함수의 분석결과 총 자산대비 총 대출비율이 높을수록 도산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두 가지 지표를 함께 고려한 평균값을 도산위험의 대용치로 사용하였다, .

개별 은행의 재무지표는 의 이 제공하는 개별 상Thomson Reuters Thomson One.com

업은행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를 최. small firm effect(Hoskisson et al., 1994)

소화하기 위해 년 말 기준으로 총 자산규모 기준 전 세계 상위 위의 상업은행2012 200

으로 제한하였다 아울러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이 영위하는 영업행태는 매우 상이한 점.

을 감안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GICS7) 제시기준 상업은행으로 분류되는 코

드인 번이 부여된 은행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분석기간은 거시경제적 변401010 .

수로 인한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년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2008

로 인한 세계적인 금융경색 여파가 시작되기 직전의 기간인 년 년까지로 설1999 ~2007

정한다 기초자료는 상업은행별로 국제화 수준이 서로 다른 가운데 국제화를 전혀 이행.

하지 않은 상업은행을 포함하고 있는 불균형 패널 을 이루며 분석을(unbalanced panel) ,

위한 통계프로그램은 를 사용하였다STATA .

7) 의 약자로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사가 와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 Standard & Poors MSCI

함께 개발한 산업분류기준을 일컫는다 분류기준에 따르면 개의 와 개의 산업그룹 개의. GICS , 10 Sector 24 , 68

산업 및 개의 하위 산업으로 세분화된다 으로 시작되는 코드는 금융섹터를 의미한다154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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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실증분석4

제 절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1

본 연구의 모형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과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아래 표

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표본은 년부터 년. 1999 2007

까지의 재무데이터가 존재하는 년 총자산 규모 기준 전 세계 상위 개 상업은2012 200

행이다 다만 특정 회계연도에 위 개 상업은행 중 일부의 해외자산 및 해외수익 등. 200

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기타의 이유로 일부의 재무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해당 연도의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총 개의 표본 중 모든 데이터가 유효한. 1,800

표본은 개 데이터였다904 .

표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5>

변수 관측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국제화

(DOI)
910 -0.072 1.303 0.065 0.146

수익성

(ROE)
910 -103.27 0.63 0.032 2.47

도산위험

(FAIL)
910 -626.085 2,311.854 22.047 70.276

적극적 현지화

(LOC)
910 -5.21 1,341.276 1.676 43.645

수익구조

다변화(ICV)
910 -196.227 155.31 -0.721 7.781

자본적정성

관리(EQM)
910 0.02 0.36 0.092 0.033

총대출규모

(LOAN)
910 312.27 2,100,000 78,929.294 140,000

유동성

(LIQ)
910 0.033 29.811 1.204 1.45

순이익률

(NP)
910 -376.647 81.897 0.266 10.044

생산성

(PRO)
910 -0.018 0.18 0.00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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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설 및 을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2 2- ~2- (multiple regression⑴ ⑹

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을 아래와 같이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실시하였다 각 변수들 간의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수익성과 도산위. ,

험 및 독립변수인 국제화간의 상관관계 이외에 순이익률 와 수익구조 다변화전략, (NP)

간의 상관관계 와 자본적정성 관리전략 과 도산위험 간의 상관(ICV) (.815) (EQM) (FAIL)

관계 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전자는 이론적으로 볼 때 은행의 비은행업무 확(-.415) .

대 즉 수익구조 다변화는 서로 상이한 업무의 동시적 영위를 통한 범위의 경제와 복합

상품 개발 상품의 교차판매 등 시너지효과의 실현을 통해 은행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

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온 바 박정수 외 이를 의미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그( , 2010) .

러나 비이자이익의 확대가 반드시 은행의 수익성 제고와 위험분산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익구조 다변화를 조절효과로 도입하고(Hahm, 2008) ,

수익성과 함께 도산위험의 변동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후자의 경우 높은 비율을 유. BIS

지하는 은행일수록 도산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Jacques and

가 미국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연구에서 자본규제의 강화가 은Nigro(1997)

행들로 하여금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대출 등 위험자산은 감소시키도록 유도한다는 주

장을 일부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 수행된 비율과. BIS

은행의 성과 관련 선행연구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바 본 연구를 통해 자본적정성 관리,

전략이 국제화를 진행하는 은행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

석을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 외의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낮은 편으로 다중공선성 의 문(multicollinearity)

제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이나 순이익률과 수익구조 다변화전략 변수간의 높은 수준,

의 상관관계로 인하여 회귀분석 결과에 따라 다소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아래 표 및 표 에서 확인 가능한 바와 같이 분산. < 6> < 7>

팽창요인 을 산출한 결과 의 범위에서 평균(VIF, variance inflation factors) 1.00~1.58

값은 값이 산출되어 분석모델의 변수 간 전반적인 다중공선성 문제는 그다지VIF 1.255

크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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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종속변수 와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 6> ROE

표 종속변수 과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 7> FAIL

주 국제화 도산위험 적극적 현지화전략 수익구조 다변화전략) DOI: / FAIL: / LOC: / ICV: / EQM:

자본적정성 관리전략 총 대출규모 유동성 수익률 생산성/ LOAN: / LIQ: / NP: / PRO:

제 절 실증분석 결과 및 해석2

상업은행의 국제화 수준에 따라 수익성 및 도산위험의 정도가 어떻게 상이한지 살펴

보기 위하여 국가별 고정효과를 감안한 에서는 가설 의Fixed Effect Model 1- , 1-⑴ ⑵

검증을 위하여 전체 표본기간 자료를 바탕으로 은행별로 각 변수들의 기간평균과 함께

수익성 도산위험 등의 변수들을 구성한 후 은행별 횡단면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 ,

과가 표 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 및 는 수익성 의 평균 모형 및< 8> . 1 1 ~1 (ROE) , 2′ ‴

는 도산위험 의 평균을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나머지 독립변수들2 ~2 (FAIL) .′ ‴

은 통제변수로서 추가되었다.

변수 VIF ROE LOAN LIQ NP PRO LOC ICV EQM DOI
ROE 1.56 1

LOAN 1.23 -0.005 1

LIQ 1.06 -0.051 0.027 1

NP 1.58 0.033 -0.084 0.003 1

PRO 1.28 -0.276 -0.124 -0.082 -0.053 1

LOC 1.00 0.001 -0.009 0.010 0.001 -0.013 1

ICV 1.42 0.004 -0.045 0.008 0.815 -0.005 0.003 1

EQM 1.13 0.108 -0.177 -0.038 0.037 0.133 -0.023 0.127 1

DOI 1.21 0.019 0.336 0.020 -0.012 -0.123 -0.018 0.001 -0.074 1

변수 VIF FAIL LOAN LIQ NP PRO LOC ICV EQM DOI
FAIL 1.36 1

LOAN 1.27 0.034 1

LIQ 1.13 0.059 0.027 1

NP 1.41 -0.029 -0.084 0.003 1

PRO 1.11 -0.017 -0.124 -0.082 -0.053 1

LOC 1.00 -0.003 -0.009 0.010 0.001 -0.013 1

ICV 1.41 -0.006 -0.045 0.008 0.815 -0.005 0.003 1

EQM 1.23 -0.415 -0.177 -0.038 0.037 0.133 -0.023 0.127 1

DOI 1.20 0.206 0.336 0.020 -0.012 -0.123 -0.018 0.001 -0.07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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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 회귀분석 결과 평균표본 횡단면 분석< 8> Fixed Effect Model ( )

주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모두 전체기간 평균 수치이며 회귀분석은 국가별 고정효과를 고려한 횡단면 분1) ,

석임.

주 각 의 수치는 및 안은 값을 나타냄2) cell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s ( ) t- .

주3) + p<0.1. * p<0.05, ** p<0.01, ***p<0.001

우선 모형 및 모형 의 결과를 보면 국제화가 많이 진전된 상업은행일수록 수익성1 2

및 도산위험 모두 유의하게 우수하지는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수익성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기존 연구들의 분석결과가 서로 상이함과 일견 상응하는 결과임과

동시에 도산위험을 종속변수로 하여도 국제화의 수준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추가하여 각각의 전략유형을 교차항으로 고려한 분석모델을 살펴보면 모형. ,

의 분석결과를 통해 수익구조 다변화전략을 취하여 국제화를 진행한 은행의 경우1″

수익성에 통계적으로 더욱 유의한 양의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형 에서. 2″

도 수익구조 다변화전략을 취하여 국제화를 진행한 은행의 도산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

구 분
모형 1 모형 1′ 모형 1″ 모형 1‴ 모형 2 모형 2′ 모형 2″ 모형 2‴

종속변수 : ROE 종속변수 : FAIL

LOAN
0.033

(0.775)

0.033

(0.783)

0.000

(0.010)

0.029

(0.681)

-0.078*

(2.572)

-0.078*

(2.578)

0.100**

(3.183)

0.074*

(2.45)

LIQ
-0.208*

(-2.425)

-0.209*

(-2.431)

-0.190*

(-2.217)

-0.213*

(-2.488)

0.065

(1.055)

0.065

(1.045)

0.053

(0.858)

0.060

(0.971)

NP
0.265***

(9.948)

0.265***

(9.939)

0.280***

(10.343)

0.265***

(9.944)

-0.028

(-1.451)

-0.028

(-1.452)

-0.038+

(-1.921)

-0.028

(-1.459)

PRO
-0.564***

(-19.285)

-0.564***

(-19.276)

-0.559***

(19.128)

-0.564***

(-19.284)

0.045*

(2.106)

0.045*

(2.102)

0.041+

(1.925)

0.045*

(2.114)

LOC
-0.002

(-0.072)

-0.002

(-0.071)

-0.001

(-0.040)

-0.001

(-0.059)

0.003

(0.158)

0.003

(0.160)

0.002

(0.129)

0.003

(0.176)

ICV
0.022

(0.679)

0.022

(0.681)

-0.009

(-0.264)

0.022

(0.693)

-0.022

(-0.932)

-0.022

(-0.929)

-0.001

(-0.035)

-0.021

(-0.915)

EQM
0.186***

(3.860)

0.185***

(3.851)

0.190***

(3.972)

0.198***

(4.018)

-0.294***

(-8.464)

-0.295***

(-8.463)

-0.298***

(-8.583)

-0.283***

(-7.959)

DOI
0.000

(0.010)

0.000

(0.003)

0.075

(1.341)

0.186

(1.106)

-0.042

(-1.181)

-0.042

(-1.188)

-0.092*

(-2.290)

0.126

(1.040)

DOI*

LOC
-0.006

(-0.283)

-0.005

(-0.300)

DOI*

ICV

0.101**

(2.820)

-0.069*

(-2.635)

DOI*

EQM
-0.197

(-1.154)

-0.179

(-1.450)

Obs. 910 910 910 910 910 910 910 910

  0.493 0.493 0.498 0.494 0.121 0.121 0.129 0.123

adj.   0.395 0.394 0.400 0.395 -0.049 -0.050 -0.041 -0.047

F 92.48 82.11 83.84 82.39 13.07 11.61 12.48 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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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준으로 낮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수익구조 다변화전략을 통한 국제화는 수익성.

과 도산위험의 측면 모두에서 상업은행의 경영성과 향상에 도움이 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Pooled-OLS Model < 9>

및 표 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종속변수로서 수익성을 사용한 모형 의 결과< 10> . 1~1‴

인 표 를 살펴보면 검정 결과 전 모형에 걸쳐 의< 9> , Pearson's chi-square 494.9~524.0

매우 큰 통계량이 산출되어 각각의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이며 따라서 귀무가설이 기각

됨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모형에서 각각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설정한 회. ,

귀모형은 가설 검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수익성을 종속변수로 한 의 회귀분석 결과 패널데이터 분석< 9> Pooled-OLS Model ( )

주 연도별 표본을 기초로 국가별 고정효과와 연도별 고정효과를 감안한 최소자승추정법을 사용함1) .

주 각 의 수치는 및 안은 값을 나타냄2) cell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s ( ) t- .

주3) + p<0.1. * p<0.05, ** p<0.01, ***p<0.001

구 분
모형 1 모형 1′ 모형 1″ 모형 1‴

종속변수 수익성: ROE ( )

LOAN
-0.011

(-0.632)

-0.011

(-0.638)

-0.017

(-1.023)

-0.018

(-0.027)

LIQ
0.000

(0.019)

0.000

(0.017)

0.004

(0.151)

-0.008

(-0.316)

NP
0.596***

(10.215)

0.596***

(10.210)

0.598***

(10.272)

0.589***

(10.146)

PRO
-0.279***

(-10.987)

-0.280***

(-10.992)

-0.273***

(-10.882)

-0.284***

(-11.193)

LOC
-0.008

(-1.181)

-0.008

(-1.182)

-0.007

(-1.009)

-0.008

(-1.099)

ICV
0.171***

(6.967)

0.171***

(6.970)

0.153***

(5.639)

0.171***

(6.946)

EQM
0.095***

(4.590)

0.095***

(4.581)

0.097***

(4.686)

0.115***

(5.153)

DOI
0.031*

(2.015)

0.031*

(2.007)

0.068**

(3.145)

0.214***

(3.952)

DOI*

LOC
-0.001

(-0.076)

DOI*

ICV
0.047*

(2.338)

DOI*

EQM

-0.195***

(-3.547)

Obs. 904 904 904 904

Chi-Sq. 495.0 494.9 508.2 524.0

DoF 8 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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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모형을 통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형 의 결과에서는 상업은행의 국제화가, 1

진행될수록 수익성 성과에 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5% (+)

나타났다 한편 국제화와 적극적 현지화전략의 교차항을 고려한 분석모형인 모형. , 1′

는 수익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국제화와 수,

익구조 다변화전략을 교차항으로 고려한 모형 의 결과는 의 유의수준에서 수익1 5%″

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화와 자본적정성 관리전략(+) .

을 교차항으로 고려한 모형 의 결과에서 의 유의수준으로 수익성에 통계적으로1 1%‴

매우 유의한 부 의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여 국제화 추진시 자기자본비율을 높게(-) , BIS

유지하는 것은 수익성 성과지표에 악형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상업은행이.

국제화를 진행하면서 수익구조 다변화전략을 취할 경우에 한정하여 수익성 측면에서 더

욱 긍정적인 경영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자본적정성 관리전략을 취할,

경우 국제화 진전에 따른 수익성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종속변수로서 도산위험을 사용한 모형의 결과인 표 을 살펴보면 모형< 10> ,

의 적합도 평가에서는 검정 결과 전 모형에 걸쳐 상기에서 수익성Pearson's chi-square

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모형 의 경우보다도 더욱 큰 의 통계량이 산1~1 567.3~780.2‴

출되어 각각의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이며 따라서 귀무가설이 기각되기에 충분함을 알

수 있다 즉 도산위험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모든 모형에서도 각각의 변수는 통계적으. ,

로 유의미하며 설정한 회귀모형은 가설 검증에 적합하고 그 설명력 또한 충분한 수준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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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도산위험을 종속변수로 한 의 회귀분석 결과 패널데이터 분석< 10> Pooled-OLS Model ( )

주 연도별 표본을 기초로 국가별 고정효과와 연도별 고정효과를 감안한 최소자승추정법을 사용함1) .

주 각 의 수치는 및 안은 값을 나타냄2) cell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s ( ) t- .

주3) + p<0.1. * p<0.05, ** p<0.01, ***p<0.001

도산위험의 경우 수익성과는 달리 국제화 진행만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

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반면 수익구조 다변화전략과 국제화의 교차항 분석인 모.

형 를 통해 의 유의수준에서 도산위험과는 통계적으로 매우 강한 부2 0.1% (t=-3.292)″

의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수익구조 다변화전략을 취할 경우 국제화 진행시(-) . ,

도산위험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수준으로 낮춤이 확인되었다 주목할 점은 상기에.

서 수익성 분석모형인 모형 의 결과에서도 수익구조 다변화전략이 국제화 진행시1″

경영성과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모형 의. 2‴

결과를 통해서 자본적정성 관리전략을 취하여 국제화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통계적 유의

도가 다소 약화 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의 유의수준에서 도산위험에 부(t=-1.729) 5%

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수익구조 다변화전략과 자본적정성 관리(-) .

구 분
모형 2 모형 2′ 모형 2″ 모형 2‴

종속변수 도산위험: FAIL ( )

LOAN
0.119***

(5.211)

-0.119***

(5.213)

0.129***

(6.036)

0.110***

(4.874)

LIQ
0.166***

(7.170)

0.166***

(7.162)

0.164***

(7.162)

0.177***

(7.446)

NP
0.001

(0.088)

0.001

(0.084)

-0.004

(-0.390)

0.002

(0.183)

PRO
0.022*

(2.416)

0.022*

(2.416)

0.020*

(2.156)

0.024**

(2.824)

LOC
-0.000

(-0.143)

-0.000

(-0.142)

-0.001

(-0.157)

-0.001

(-0.155)

ICV
-0.046***

(-3.966)

-0.046***

(-3.959)

-0.038**

(-3.158)

-0.048***

(-4.117)

EQM
-0.247***

(-22.344)

-0.247***

(-22.324)

-0.249***

(-22.334)

-0.241***

(-17.888)

DOI
0.001

(0.057)

0.001

(0.053)

-0.024

(-1.568)

0.076

(1.464)

DOI*

LOC
-0.002

(-0.223)

DOI*

ICV

-0.028***

(-3.292)

DOI*

EQM
-0.089+

(-1.729)

Obs. 904 904 904 904

Chi-Sq. 750.7 748.9 780.2 567.3

DoF 8 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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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 국제화 진행시 상업은행의 도산위험을 더욱 낮추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수익성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의 결과와도 일치하게 적극,

적 현지화전략 모형 은 국제화 진행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인 유의성( 2 )′

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통제변수들의 경우 수익성 분석모델에서는 순이익률 및 생산성이 도산위험 분석,

모델에서는 총 대출규모 유동성 생산성이 각각 통계적으로 비교적 높은 유의도를 보, ,

였다 분석결과 수익성은 순이익률과는 정 의 관계가 생산성과는 부 의 관계가 있. (+) , (-)

음을 발견하였으며 도산위험은 총 대출규모 유동성 및 생산성과 모두 정 의 관계가, , (+)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 장 결론5

제 절 연구결과와 함의1

본 연구에서는 년 총 자산규모 기준 전세계 개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국제화2012 200

와 경영성과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고 경영성과에 미치는 전략유형의 선택에 대하,

여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인 경영성과 변수로는 수익성 및 도산위험을 사용.

하였으며 기존문헌을 바탕으로 이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전략유형으

로는 크게 세 가지 즉 적극적 현지화전략과 수익구조 다변화전략 및 자본적정성 관리,

전략으로 구성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

첫째 전체 표본기간을 바탕으로 은행별로 각 변수들의 기간평균과 함께 수익성 도산, ,

위험의 종속변수를 구성 국가별 고정효과를 감안하여 횡단면 분석을 수행한, Fixed

에서는 상업은행의 국제화 수준과 수익성 및 도산위험 사이에 그 자체로Effect Model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전략유형과의 교차항을 감안한 추.

가분석에서 수익구조 다변화전략을 적극적으로 취하여 국제화를 진행한 은행일수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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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성에는 더욱 유의한 정 의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아울러 도산위험에는 유의(+) ,

한 부 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익구조 다변화전략 이외의 전략유형 즉 적극(-) . ,

적 현지화전략 및 자본적정성 관리전략을 취하여 국제화가 진행된 은행은 수익성과 도

산위험 양쪽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업.

은행의 국제화와 함께 수익구조 다변화의 노력이 경영성과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뚜렷해짐을 시사하며 따라서 국제화 진행시 수익성을 높이고 도산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비은행업무의 적극적인 확대 및 외환업무 투자금융업무 등 전통적인 예대마,

진을 추구하는 영업행태를 벗어나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함을

미루어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당초 기대와는 달리 국제화가 많이 진행된 은.

행일수록 수익성이 높고 도산위험은 낮다는 견해에 대하여 유의적인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으며 이는 국제화의 수준차이가 경영성과 수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결국 적절한 전략유형의 선택이 국제화를 통한 경영성과의 극대화 측

면에서 상업은행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재확인하였다.

둘째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로 분석한 결과 상업은행의 국제화, Pooled-OLS Model

가 진행되면서 수익성 성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

이는 최초 제시한 본 연구의 대립가설을 지지하며 은행의 국제화와 성과 간 관계에 대,

한 가장 최근의 연구로서 을 종속변수로 채택하여 진행한 양오석 민상기ROE (2011)․
의 역 자형 관계를 보인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유럽 및 아시아 등U .

비미국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한 년의 기간을 연구대상 시기1990~2007

로 하여 많은 경우 인수 합병으로 인한 해외시장 진출이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이들 은,․
행이 외국비용 로 인한 성과하락 현상이 발생하는 해외시장 초(liabilities of foreignness)

기단계를 회피하여 초기단계부터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시현했다는 그들의 주장에

힘을 더하는 결과인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국제화 지수의 차항 모델을 감안하지. 2

않은 선형모델의 분석을 진행하였으므로 자 형태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생U

각되며 본 논문의 연구대상기간이 상기 연구의 표본기간과 후반부에서 겹치는,

년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판단은 더욱 지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적1999~2007 .

극적 현지화전략의 조절효과는 확인되지 않은 반면 에서와 동일하, Fixed Effect Model

게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하는 수익구조 다변화전략을 취할 경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

한 수준의 수익성 상승효과와 함께 이후 모델에서 도산위험 감소효과 또한 수반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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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함에 따라 이는 투자금융업무의 적극적인 취급 외환관련 업무 확대 비은행업무, , ,

신규추진 등 상업은행의 전통적인 수익구조인 예대마진을 추구하는 영업행태를 뛰어 넘

는 적극적인 취급업무 확대노력을 병행하여 국제화를 추진하여야 각종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해외진출 경험이.

풍부한 나 및 비교적 해외진출 역사가 짧은 등이 공HSBC Citi Bank UBS, ABN Amro

통적으로 세계시장을 최초로 개척하면서 현지 금융기관을 인수하며 동시에 수수료 수,

익 등 비은행업무의 확대를 통해 효과적인 국제화를 추진한 사례와도 일치한다.

셋째 상업은행의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도산위험이 감소한다는 가설에는 최초 기,

대와는 달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도산위험은 단순히 국제화의 진행 자.

체만으로는 감소하지 않으며 수익구조 다변화전략 혹은 자본적정성 관리전략과 동시에,

진행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함이 밝혀졌다 따라서 비은행업무의 확대가 은.

행의 도산위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본규제의 강,

화에 따른 자본적정성 관리가 재무위험 등 도산위험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과거의 상

이한 연구결과들과 달리 국제화와 함께 자기자본비율을 높은 수준으로 관리할 경우BIS

해당은행의 도산위험을 유의미하게 더욱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반면 적극적.

현지화전략은 국제화 추진시 도산위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상기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수익구조 다변화전략의 선택이 상업은행의 국제,

화가 진행되면서 수익성 및 도산위험 측면에서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효과적

임이 다시 한 번 강조된다 이를 국내 금융시장 및 한국의 상업은행으로 한정하여 본다.

면 과거와 같은 수준의 높은 자생적 성장 즉 대출규모의 확대 등을(internal growth),

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 박정수 외 임을 감안할 때 국내 상업은행들은 국제화와( , 2010) ,

함께 성장에 대해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즉 해외진출을 통,

한 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해 유럽 호주 일본 및 싱가포르등 주요 선진국의 상업은행, ,

들이 과거 그러했던 것처럼 현지의 경쟁력 있는 적정규모의 금융기관을 인수하면서 투

자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스 업무 외국환업무와 함께 비은행업무의 확대를 추구하는 전, ,

략을 면밀히 설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이 년에 발간한 주요 선진국. 2007 ‘

은행의 해외진출 경험과 시사점 이란 보고서에서도 호주의 그룹 및 싱가포르의’ A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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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기본자본 규모는 국내 최대은행보다 작으며 위 은행보다도 다소 큰 수DBS 2, 3

준이나 국외 현지 다양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인수 합병 전략을 추진하여 수익구조 다․
변화를 통해 성공적인 세계시장 진출을 이루었음을 지적한 점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함께 국내 상업은행 앞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2

국제화와 기업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고찰은 꽤 오랜 시간 이어져 왔다 반면 은행의.

국제화와 경영성과 간에 대한 연구는 많이 미비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는 은행산업의.

특성 상 특별히 안정성이 중시되는 면이 있음에도 경영성과의 평가척도는 수익성에 치

우쳤던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다양한 세부 전략유형의 선택이 국제화와 경영성과간의.

관계에 어떠한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존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러.

한 한계점을 보완하는 목표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실증분석 결과 다수의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즉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

수익구조 다변화전략을 취하여 국제화를 진행한 상업은행일수록 수익성 및 도산위험으

로 측정한 경영성과가 유의미하게 우수함을 발견하였으며 패널분석모형을 통해 상업은,

행의 국제화가 진행될수록 수익성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업은행의 국제화 추.

진시 이러한 수익성 향상 및 도산위험 감소에는 수익구조 다변화전략이 더욱 유리하며,

자본적정성 관리전략의 경우에는 국제화 진행시 도산위험은 감소하나 수익성도 일부 희

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상업은행이 전통적인 예대마진 추구전략.

을 뛰어넘어 수수료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이 국제화 추

진 시 수익성 및 도산위험에 모두 한층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선 본 연구는 은행산업의 국제화 관련연구에서.

기존에는 찾아보기 힘든 전략유형의 선택을 독립적인 조절변수로 채택하여 분석을 시도

한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최근 국내외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은행산업의.

전략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국제화에 따른 경영성과 분석에 접목함으로써 상업은행이 국

제화를 추진할 때 실질적으로 어떠한 전략유형이 더욱 긍정적인 경영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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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의 이러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년 총자산 규모기준 상위 개 상2012 200

업은행으로 한정한 표본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즉 상대적으로 대형의 상업은행만. ,

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중소형 상업은행들의 국제화와 경영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설,

명력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패널자료 선택에 있어 년 금융위기 이전의 기. 2007

간으로 한정한 분석인 바 금융위기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에서의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간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 고찰은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상업은행의 전략.

유형이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세 가지 이외에도 매우 다양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논의,

되지 않은 세부 전략유형들이 국제화와 경영성과 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앞으로도 후속 과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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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domestic commercial banks that are faced with an uphill struggle in generating

further growth and in retaining weakening global competitiveness due to

oversaturation of the domestic banking industry which is lagging behind other

globally-competitive domestic industries including shipping, construction and motor

vehicles industries, the active pursuit of internationalization seems no longer an

option. Despite the urgency of this task,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domestic commercial banks as opposed ordinary companies on the topic of impact

of internationalization on performance. Given the current status, this study aims to

test the internationalization-performance relationship, and empirically analyze, by

adopting a number of rarely-analyzed "strategy types" as moderating variables, the

impact that any particular strategy adopted by commercial banks may have on

their performance.

With the above-mentioned aim in mind, a cross-sectional analysis an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have been conducted against top 200 global commercial banks

based on the size of total assets as of 2012 by examining the financial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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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panel data of such banks for a period of nine(9) years from 1999 until

2007, which marks the onse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Key outcomes of such

analyses are noted below.

First, the results of a cross-sectional analysis which used the average of the

financial data during the analysis period as a moderating variable conducted for

each commercial bank showed no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the extent of

internationalization and profitability/insolvency risks, except that, only in the case

of simultaneous pursuit of diversification of revenue sources, the study showed

significant and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extent of internationalization and

performance. Further, the results of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panel data showed no statistical correlation between the extent of

internationalization and insolvency risks but showed significant and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extent of internationalization and profitability. Second, the

results of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improvement in profitability

and reduction in insolvency risks are attributable, in part, to a diversification of

revenue sources strategy. The results further indicated that while a capital ratio

management strategy which involves maintaining a high BIS capital ratio, results in

significant reduction in insolvency risks when pursued in tandem with

internationalization, such strategy accompanies a cut in profitability, thereby

producing conflicting outcomes. Overall, the analyses empirically showed that if

commercial banks transcended their traditional work scope of focusing on

generating their revenues from interest margins and instead, embraced a new work

scope aimed at maximizing fees through actively pursuing other areas of businesses

such as investment banking and foreign exchange-related businesses in tandem

with pursuit of internationalization, they could achieve much superior performance.

This study may be meaningful in that it represents an attempt to empirically

analyze the topic at hand by selecting a number of strategy types keenly discussed

in the context of studies conducted in the area of internationalization of b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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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both onshore and offshore as independent moderating variables. This study

may also be meaningful in that, it considered as dependent variables of

performance not only profitability but also insolvency risks which is well-reflective

of the inherent nature of the banking industry. Hopefully, the outcome of the

study could be used as a stepping stone to enabling the management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to successfully pursue commercial banks' internationalization and

to tap new markets abroad through a detailed analysis and formulation of proper

strategies.

Key words : Bank,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Performance, ROE, BI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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